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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strategy making in social enterprise for ensuring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and governance of social enterprise from systems 

thinking’s perspective. Based on previous reviews on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and theories of governance currently advocated in the social enterprise literature, we 

use ‘Holon Dynamics’ approach, which is a synthesis of System Dynamics and Soft 

Systems Methodology (SSM), offers the problem-solving method for dealing with 

social contexts and “ill-defined” situations. To do so, a researcher carried out the 

interpretive action research using ‘Holon Dynamics’ approach from September, 2009 

to August, 2010. The outcomes of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ystems methodologies are useful to offer a strategic choice that makes to achieve an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in the case of Korean social enterprise; ‘the Rediscovery 

of Korea’. Secondly, systems thinking offers an alternative concept of system, which 

is known as an ‘appreciative system’ that is evolved from the mental constructs 

amongst participants in given situations. Lastly, the paper delineates the usefulness 

of systems thinking and the process of inquiry, which deal with social contexts 

(including 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are contributed to making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organizational legitimacy and the appropriate strategic choice f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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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within combined functioning of the two roles of social and commercial 

activities from systemic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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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  기업은 사회변화 혹은 사회  충격 (social impact)을 해서 신 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여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나 이슈들을 해결하는 ‘비 리 목 ’을 한 벤

처 기업이다 (Christensen et al., 2006). 다수의 사회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충격을 주기 해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기업이 생존하기 해서 필

수 으로 요구되는 이윤 창출을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scale-up)하

기 해 투자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다 (Pharoah et al., 2004; Foster and Bradach, 2005). 국

내에서도 사회  기업은 외환 기 시 인 1990년  후반에 빈곤과 실업 극복을 한 민

간 차원의 해법으로 제기된 후,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  기업 육성법’과 함께 사회

 기업에 한 심이 격히 확산되고 있다 (조 복, 2008; 김정원 2009). 그러나 ‘사회

 기업 육성법’ 제정과 더불어 국내 사회  기업의 제도화에 한 우려는 사회  기업의 

정형화와 련된다. 즉 국내에서 사회  기업은 법 으로 노동부가 인증하는 기업만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사회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정형화될 험성을 안고 있다는 이다. 한 국내에서 사회  경제 (혹은 제 3 섹터의 경

제)의 규모는 커졌지만, 오히려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 명, 2009: 139-141). 이러한 국내 황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연 하여 ‘시스템 사고’ 의 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

을 한 략  방향은 무엇이고, 이러한 략  방향을 추구하는 사회  기업의 정체성과 

거버 스는 어떻게 정의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II. 사회  기업의 정체성과 략  어 로치에 한 이해

1) 사회  기업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사회  경제하에서 신 인 방식으로 운 되는 사회  기업은 기업의 이해 계자가 소

유권의 비율과 계없이 균등하게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회

 기업의 궁극 인 목 은 주주나 이해 계자의 이윤의 극 화가 아닌 사회  목  (

를 들면, 소외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소득층 자녀를 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사

회 변화,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생 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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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Beccetti and Borzaga, 2010; 조 복, 2011). 사회  기업은 이러한 

공익 인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 혹은 문화  자본

을 동시에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 시켜야 한다. 사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자본은 기업 내부의 이해 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지역사회의 주민과의 력과 신뢰

를 바탕으로 생성되며, 이러한 사회  자본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를 유지시키고 발 시

켜 나갈 수 있다 (Peredo and Chrisman, 2006). 따라서 사회  기업의 정체성은 이해 계자

의 에서 사회와 조직의 상을 체 이고 거시 으로 보는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목 과 상업  목  (혹은 경제  목 )과 련된 성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Moizer and Tracey, 2010; Meadows and Pike, 2010: 134). 

국 사회  기업의 연합회 (UK’s Social Enterprise Coalition)에 의하면 사회  기업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8; 조 복, 2011: 11). 첫째, 

기업 지향  특성이 있다. 사회  기업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비즈니

스를 수행한다. 경 의 효율성을 갖추고 시장에서 수익과 자립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  기업은 재정  지원이나 후원이 있

을 때만 한시  운 되는 비 리 조직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 으로 다르다. 

둘째, 지역사회의 발 을 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목

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  기업은 명백한 사회  목 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사회  소유권을 갖는 특성이 있다. 즉 사회  기업은 이해 계자 집단 는 수탁자 

(trustees) 의 참여에 기반을 둔 거버 스와 소유권 구조를 갖는다. 국의 사회  기업 연합

회에서 정의한 사회  기업의 와 같은 특성은 사회  기업은 리기업, 공공 기  혹은 

비 리 기업과는 상이한 거버 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사회  기

업은 과연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이슈에 해서 학자들

은 사회  기업의 주요한 특성으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언 한다 (Birch and 

Whittam, 2006; Pearce, 2003). 

2) 사회  기업의 략  어 로치

사회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해서 어떠한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는가? 사회

 기업의 략은 거버 스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Mason et al., 2007). 첫째, 사회  기업의 거버 스를 이해 계자 (stakeholder) 모델의 

에서 보면, 다양한 이해 계자 집단의 후원과 참여에 의해서 사회  기업의 거버 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  기업의 략 수립에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심사를 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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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OECD, 2004: 11). 이해 계자 모델의 의 사회  기업은 

다수의 이해 계자 집단의 이해 계에 의해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회  기업의 원회가 인 책임과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사회  기업

의 목 을 달성하는 데에 시간이 지연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Sternberg, 1997; Jensen, 2001). 둘째, 경  리인 (stewardship) 모델 에서 보면, 사회

 기업의 원회에서 선정한 경  리인이 지역사회가 최 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

 기업을 리하고, 사회  기업의 생산성이 최 화되도록 운 되는 형태이다 (Low, 

2006). 경  리인 모델의 에서 본 사회  기업의 략은 이윤창출의 경제  목 과 

비 리 부문의 사회  목 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 리드 (hybrid) 형태가 된다 (Dart, 

2004; Low, 2006). 셋째, 제도주의 이론 (institutional theory)의 에서 보면, 이해 계자 

모델보다는 더 큰 맥락에서 시민정신, 시민 참여 ( 는 주민 참여)와 조직의 정당성의 개념

을 포함하는 사회  기업의 제도와 부합되는 윤리  거버 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Parkinson, 2003).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란 상징  요소들 (문화, 습, 언어 등), 

사회  활동과 물질  자원으로 구성되는 지속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Scott, 2001: 

49). 제도주의 에서 본 사회  기업의 략은 다원  가치들을 통합하는 략이다. 

를 들면, 사회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  가치와 사회  가치 ( 를 들면,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식과 책임성, 문화  규범, 상징  의식행  는 사회  가치의 실  등)  정치

 요소 ( 를 들면,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지역

사회의 경제 발 을 통한 정치  향력 증  등)를 고려하여 략  방향이 결정된다 

(Peredo and Chrisman, 2006; Mason, et al., 2007: 292-295). 

III. 시스템 사고에 한 이해와 시스템 방법론의 용

1. 시스템 사고에 한 이해

시스템 사고 (systems thinking)는 어떤 상이나 사물을 체 (whole)로서 악하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의 계 (relationships)를 이해하는 데 새

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 사고는 조직의 문제 악과 효과 인 경   

략에 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Maani and Cavana, 2007: 2-4). 시스템 분석가는 시스템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악하여 시스템 경계 (boundary)를 설정하고, 각 요소

들 사이에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인과지도(causal map diagrams)을 통해서 그려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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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역동 인 행동을 내부 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피드백 루  (feedback loop)로 밝

 낸다 (김도훈 외, 1999: 49-52: Jackson, 2000: 140). 시스템 사고의 특성은 시스템의 변

화 는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악한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는 

인과 지도를 통해서 시스템 내부구조가 내부 시스템 사고의 핵심은 시스템 구조가 시스템

의 행태를 결정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간의 상호 계를 체 인 에서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략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 과정이다 (김도훈 외, 1999: 39; 이성

룡 2011: 67). 시스템 사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소들 간의 역동

인 인과 계를 분석함으로 “객 인 세계”의 변화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과학  지식의 

분야이다 (Maani and Cavana, 2007: 7). 그 다면 시스템 사고의 역에 이러한 “객 인 

세계”를 이해하는 시스템 분석가 혹은 문제 해결의 참여자의 “주  세계”를 포함해야 되

는가? 아니면 참여자 혹은 의사결정자의 정성 인 요소 ( 를 들면, 정성 인 평가, 가치

단, 의사결정, 학습 등) 는 시스템 사고에서 배제해야 되는가? Checkland (1981)에 의하면, 

시스템 는 체계 (system)이란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우리의 정신 속에 내재된 

‘인간 활동 체계’ (human activity systems)이며, ‘시스템 사고’ 란 인간  요소인 ‘가치 단 

체계’ (appreciative systems or appreciations)가 조직 내 문제해결과정 (혹은 의사결정과정)을 

체계화하여 학습 로세스화하는 ‘탐구의 과정’ (process of inquiry)이라고 정의한다1). 결론

으로 시스템 사고에는 시스템의 경계를 정하는 의사결정자의 가치 단  단력, 환경

과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한 해석, 시스템 사고를 통한 략 수립, 개인

과 집단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되는 조직 학습과 같은 정성 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Wolstenholme, 1990: 4; Lane, 1999; Jackson, 2000). 그 다면 이러한 인간 이고 정성 인 

요소를 시스템 사고에 포함시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발 시킬 수 있는가? 다음 에서 인

간  요소인 ‘가치 단 체계’를 시스템 사고에 포함시켜 문제해결 방법으로 발 시킨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을 소개한다.

2. 소 트 시스템 방법론 (Soft Systems Methodology: SSM)

소 트 시스템 방법론 (Soft Systems Methodology: SSM)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 자들의 상이한 지각작용, 가치, 단 체계를 통해 개념화된 ‘인간 활동 체계’의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순환 인 학습 체계이다 (Checkland, 1984: 

1) In soft systems methodology, systems are seen as the mental constructs of observers rather than as entities 

with an objective existence in the world; systemicity is transferred “from the world to the process of 

inquiry into the world” (Checkland 1983). Jackson (2000: 3)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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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7 단계의 순환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구조화하

고 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학습방법이다 (Checkland, 1981) (그림 1). SSM의 제 1 

단계에서는 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 는 문제 상황)을 악한다. 문제 상황은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 계와 상이한 지각 상과 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지각

상의 에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SSM의 제 2 단계에서는 조직 내 문제 상황

을 단선 이고 부분 인 아닌 체 이고 통합 인 시각에서 악한다. 이러한 체 인 

시각을 이끌어 내기 해서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직 인 참여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악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일목요연하게 표 된 간결한 문장이나 모델, 표, 그

림 등으로 나타낸다. 이를 ‘문제 상황도’ (rich picture)라고 한다. SSM의 제 3 단계에서는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표면  상이 아닌 조직내부에 뿌리박  있는 ‘근원  문

제’ 는 핵심 이슈들이 무언인지를 악하고, 이를 ‘근원  문제의 정의’ (root definitions)

라고 한다. 이러한 ‘근원  문제’를 정의하기 해서는 문제 상황에 한 학습자와 조직 구

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의 ‘뿌리’ 는 핵심 요 을 찾아내야 한다. SSM의 제 4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학습자와 조직 구성원들)간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개념 

모델’ (conceptual models)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모델에서 체계화된 모델링은 문제

를 해결하는 ‘어떻게’ (‘How to do’)에 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

은 무엇인가’ (‘What to do’) 에 한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SSM의 제 5 단계에서는 개념 

모델과 재상황의 비교를 통해 소 트 시스템 사고를 장에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를 

단한다. SSM의 제 6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바람직하고 실 가능한 안  액션 

랜에 한 토론을 한다. SSM의 제 7 단계는 선택된 안과 액션 랜을 실행하는 단계이

다. 즉 학습자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해서 논의의 과정을 통

해 합의된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악된 새로운 문제를 다

시 구조화하고 학습하기 해서 SSM은 ‘사실 단’ 과 ‘가치 단’ 의 순환 인 사이클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 1990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향 하에 진화

되어 발 되고 있는 SSM은 조직 내 문제의 발견과 안 제시를 한 학습 방법만이 아니

라 실상황의 사회  요소와 정치  요소를 분석하는 문제해결 방법으로 발 되었다 

(Checkland and Scholes, 1990). 

2) SSM is a cyclic learning system which uses models of human activity systems to explore with the actors in 

a real-world situation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that situation and their readiness to decide upon 

purposeful action which accommodates different actors’ perceptions, judgements and values (what Vickers, 

1965, calls their “appre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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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heckland의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학습 로세스

3. 해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홀론 다이내믹스

홀론 다이내믹스 (Holon Dynamics) 방법론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이론과 소 트 시스

템 방법론을 합성하여 사회 시스템의 사회  맥락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해석 ’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이다 (Land and Oliver, 1998). 홀론 다이내믹

스 방법론의 탄생 배경과 방법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문제

해결과정은 ‘시스템 사고’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가 내포된 요소들을 식별

하고, 시스템 내부의 자원과 정보의 흐름과 의사결정 활동간의 상호작용 는 이들 요소들 

간의 인과  계들을 체계 으로 연결하는 피드백 루 와 인과지도의 작성, 시뮬 이션 

모델의 기법을 사용을 통한 시스템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행동에 한 결정이 포함된다 

(Forrester, 1971a).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한계 은 시뮬 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

템의 역동  행동을 모델화하고 테스트하는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과 정책을 수립하거나 문

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시스템 분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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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시뮬 이션 모델에 의한 정책 수립에 한 제언 (recommendations)을 정책수립과정

에 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Jackson, 2000: 142).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Wolstenholme (1990)과 Lane (1994, 2000)은 의사결정자가 ‘정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단계와 ‘정량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단계를 구분하여 방법론의 문제의 발견 단계와 문제

의 해결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해석 ’ 입장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발 시

켰다. 해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소 트 시스템 방법론과 상호보완 으로 사용되

어 문제 해결을 한 다원  근법 (multiple approaches)으로 발 되었다 (Cavana et al., 

1996; Coyle and Alexander, 1997). 다원  근법 에서 Lane 과 Oliver (1998)가 개발한 홀

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시스템 다이내믹스(SD) 과 소 트 시스템 방법론 (SSM)의 합성 

(synthesis)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한계 을 극복하고 SD와 SSM

의 강 을 결합한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발 되었다 (SD와 SSM의 비교는〈표 1〉참조). 

를 들면, Forrester (1971a, b)가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은 사회 시스템의 불평등

한 상의 이슈와 같은 사회 인 문제에 해서 이해 계자의 다양한 을 반 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 인 문제는 근본 으로 사회 시스템의 문화  요

소와 정치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스

템 다이내믹스의 방법은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 근본 인 요소들과 원인을 찾아내어 그들 

사이의 인과 계를 찾아낼 때, 문화  요소와 권력  요소와 같은 사회  맥락과 정치  

맥락은 배제한다 (Lane, 1998: 223-225).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은 사회 체계와 조직내 문화

, 정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는 강 이 있는 반면에 문제 상황에 연루된 참여

자들의 ‘세계 ’ (weltanschauungen or world-views)의 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상 인 형태’의 개념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Lane, 1998: 223).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

스와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한계 을 극복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system 

dynamics modelling)의 강  ( 를 들면, 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 는 시

스템 내부 요소들 사이의 인과  계들을 체계 으로 연결하는 피드백 루 와 인과지도의 

작성)과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강  ( 를 들면, 문제 상황의 사회  맥락, 문화  요소

와 정치  요소에 한 분석)을 결합하 다 (Lane and Oliva, 1998).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

론은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실천’ (interactive system 

dynamics practice)하는 방법으로 조직 내 사회  요소와 정치  요소를 분석하여, 정책  

략을 수립하고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Lane, 1999).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5 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구조

화하고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학습방법이다 (그림 2).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제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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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실 상황의 사회  맥락 (문화  요소와 정치  요소)에 한 분석의 단계이다. 시스

템 분석가는 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  요소와 정치  요소를 악하고 분석한다. 홀

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제 2 단계는 시스템 사고의 논리에 기 한 분석이다. 시스템 분석

가는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문제 상황도’ (rich picture)를 작성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

도’를 바탕으로 ‘근원  문제의 정의’ (root definitions)와 ‘개념 모델’ (conceptual models)을 

작성한다. 한 시스템 분석가는 시스템의 바람직한 변화를 해서 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의 인과 구조 (causal structure)를 나타내는 인과지도의 작성과 ‘역동  

일치성’ (dynamic coherence)의 에서 모델링을 한다 (Lane and Oliva, 1998: 230).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제 3 단계는 제 1 단계에서 발견한 실 상황의 사회  맥락의 분석

과 제 2 단계의 시스템 사고의 논리에 기 한 분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시스템 사고의 

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모델을 어떻게 실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제 4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변화에 한 논의를 통해서 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질문 (question) 혹은 해결책이나 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제 5 단계는 제 4 단계에서 제시된 질문 혹은 문제해결을 한 안

을 실행하기 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Lane and Oliva, 

1998: 229-230).

<표 1> 시스템 다이내믹스(SD)와 소 트 시스템 방법론 (SSM)의 비교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 트 시스템 방법론

시스템의 
개념

시스템 내부의 구조와 계
학습자의 정신  구축물인 

가치 단 체계와 인간 활동 체계

인식론 “객  세계”를 표 하는 실재론 “상호 주  세계”를 표 하는 상학

방법론

역동  가설(dynamic hypothesis)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과 모델링에 의한 

문제해결 로세스

해석  액션 리서치에 의한 학습 로세스

방법론의 
한계

사회체계 (시스템)의 문화  요소, 

권력  요소를 배제함

학습자 (참여자)의 ‘세계 ’의 에서 문

제를 발견하고 모델링함 

출처: Lane and Oliver (1998); Jack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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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ane의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학습 로세스

4.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용: 사회  기업 ｢한국의 재발견｣의 로젝트 

1) ｢한국의 재발견｣의 설립 목 과 로젝트의 배경

｢한국의 재발견｣(  겨 문화답사연합)은 본래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에게 알리고 

바르게 이어나가기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공동체 (NGO)로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 로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를 함께 배우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참여

활동을 추구하여 왔다. ｢한국의 재발견｣의 설립 목 은 회원과 시민을 상으로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궁궐, 종묘, 능, 박물  등을 포함한 민족문화유산

의 보호를 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ㆍ교육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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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발견｣의 구성과 활동내용을 보면, 표이사 1명과 학교수  변호사로 구

성된 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 각종 사업과 산 승인을 의결하는 이사회, 각종 

사업기획  실무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 각종 소모임과 자원 사활동 로그램

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사활동으로 우리나

라의 궁궐과 종묘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자원 사 활동과 왕

릉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자원 사 활동, 학교로 찾아가 역

사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문화자원 사 (궁궐원정 ) 활동 등이다. 한 문화유산 교육

업체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 분야 교원연수 탁 교육기 으로 지정되어, 교사  교직

원들 상으로 역사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달하여 교육 장에서 학생들의 문화유산 교육

을 돕는 문화유산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문화유산 지킴이 시민단체인 사단법인｢한국의 재발견｣은 2009년 노동부로부터 사회  

기업 지원 을 수령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시민단체가 아닌 사회  기업으로 본격

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기업과 기존 시민 단체의 경계가 모호하여 인 자원 

 자 의 운 에 있어 이내 여러 불투명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 고 이는 표이사

를 심으로 하는 사회  기업을 운 하자는 옹호 세력과 표이사와 상임이사의 퇴임, 사

회  기업과의 완 한 분리운 을 주장하는 세력의 감정다툼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소 트 시

스템 방법론을 합성(synthesis)하는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선택

했다.

2) 연구방법

로젝트의 연구자는 2009년 9월 부터 2010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한국의 재발견｣의 

자원 사자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조직 내 문제 상황을 구조화하기 해서 참

여 찰에 의한 질  연구를 수행하고,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 다.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문제 상황도’를 작성하기 해서 장에서 학습자 ( 를 들면, 자

원 사자들)와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근원  문제의 정의와 

개념 모델을 작성하 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기 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한

국의 재발견｣의 략  방향을 수립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액션 리서치에 

참여한 학습자 ( 자의 지도 학생)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본 연구 상인 ｢한

국의 재발견｣의 자원 사자로서 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재발견｣의 경  리자

들 ( 를 들면, 표이사, 이사회, 실무자, 자문교수들)과 함께 일하며 참여 찰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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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 학습자는 ｢한국의 재발견｣의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고 필요시 ｢한국의 재발견｣

의 리자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화하여 ｢한국의 재발견｣이 직면한 문제 상황의 발견, 

근원  문제의 정의, 개념 모델의 설정, 바람직한 변화에 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3)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용

로젝트의 연구자와 학습자는 ｢한국의 재발견｣의 문제 상황을 구조화하고 장을 변화

시키는 안를 제시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1 단계에서부터 5 단계의 차를 수행하 다. 

(1) 제 1 단계: 실 상황의 사회  맥락의 분석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1 단계에서는 Lane 과 Oliver (1998: 225-229)와 Checkland 

와 Scholes (1990: 27-36)가 제시한 방법론의 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 상황의 사

회  맥락을 분석하 다.

① 상황 분석의 제 1 단계 (Analysis One) – 문제 개입의 상황 분석

∙고객 (Customers): ｢한국의 재발견｣의 이해 계자 (투자자, 원회, 실무자, 고객)3)

∙행 자 (Actors): 표이사, 사무국장, 감사, 궁궐이사진, 개별 사회원, 사회  기업

의 유  근로자

∙변환 과정 (Transformation Process): 단체의 정 과 이사회 등의 조직구조의 개편을 

통한 민주  거버 스의 확립

∙세계  (World View):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민주 인 참여방식의 거버 스

와 새로운 수익모델을 통해서 가능함

∙소유자 (Owner): 표이사, 사무국장, 감사, 궁궐이사진

∙환경  제약요건 (Environmental Constraints):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 , 

노동부와 연계하여 사회  기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② 상황 분석의 제 2 단계 (Analysis Two) – 사회  요소의 발견

∙역할 (Roles): 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사회  기업 근로자를 리하는 공식  역할

을 가짐과 동시에 기존의 사단체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통한 사회  기업의 운

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확 에 주력하고자 하여 기존 단체의 사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궁궐이사진, 개별 사회원들과 부딪히는 ‘독재자’로서의 

비공식  역할을 가지고 있음.

3) ‘고객’의 개념은 변환 과정의 희생자 는 혜택을 받는 자를 의미함. “the victims or beneficiaries of T 

(transformation process)”, Checkland and Scholes (1990: 35)에서 인용함.



146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3권 제1호 2012. 4

∙규범 (Norms): 회사의 정 과 이사회 의결구조에 따른 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조속한 실행의 립으로 상이한 규범체계가 공존함.

∙가치 (Values): 사회  기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사업  가치와 기존의 사회 사활동의 자발성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사  가치가 

공존함.

③ 상황 분석의 제 3 단계 (Analysis Three) – 정치  요소의 발견

∙사회 기업의 설립과 운 을 주도해 온 표이사, 상임이사  사회  기업의 근로

자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친 표이사 인 단체회원들이 이사회를 장악함. 

표이사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을 무단으로 해임함.

(2) 제2단계: 시스템 사고의 논리에 기 한 분석

① ‘문제 상황도’의 작성 

창립 후 10년간 원활하게 운 되던 문화유산 시민모임으로서의 사단법인｢한국의 재

발견｣은 2009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기업 인증과 인건비 지 을 신청하여 

‘서울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 체험 공간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  일자리 사

업단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재발견｣의 표이사의 추천으로 사회  기업을 운

할 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기존 단체의 사 활동자들을 심으로, 사회  

기업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이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운 하기 시작하 다. 그

러나 사회  기업의 사업을 실시한 몇 개월 후 표이사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

으로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여러 압력수단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근속해온 간사 3명이 

모두 자진사임형식으로 단체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 다. 한 사무국장의 무단해

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오로지 사회  기업 업무만을 맡기로 되어있는 상임이사가 

모두 처리하 다는 사실 한 밝 져 이사진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사회가 개최되었

다. 그러나 개최된 이사회 역시 표이사의 보이콧으로 인해 실질 인 논의가 이루

어지지 못하 으며 추후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 으나 표이

사 자신의 고유권한인 이사회 소집권에 한 주장으로 인해 임시이사회는 의미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추후 이사회의 결의 없는 사무국장 해임의 무효, 무단으로 단체

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회  기업 상임이사의 해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단 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온 표이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표이사

를 지지하는 쪽의 이사들과 표이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이사들로 의견이 갈리어 어

느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으며 추가 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사회  기업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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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 단체의 기 에서 지 된 사실이 밝 져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 다. 그러

나 표이사의 감사를 통한 특별감사요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라는 주장으로 인해 

회계자료 공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 ｢한국의 재발견｣이 정

부의 보조  지원이 단되더라도 경제 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기업의 수익모

델을 개발하여야 하는 시 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 하는 문제 상황도는 다음

과 같다.

[그림 3] <한국의 재발견>의 문제 상황도

② 근원  문제의 정의 

∙비 리조직의 정체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 목 을 찾기 해 다양한 이해 계자 

(문제 해결의 참여자)의 에서 ‘근원  문제’ 을 정의하여야 한다. 연구자와 학

습자는 상황 분석의 제 1 단계의 행 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근원  문제를 정의하 다. 

∙사회  기업｢한국의 재발견｣의 정의

｢한국의 재발견｣은 이해 계자들로 구성된 체계로서 민주 인 의결방식을 통한 거

버 스를 확립하여, 사회 사활동을 통한 공익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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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가치를 제고함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③ 개념 모델의 평가기 의 설정과 개념 모델의 설정 

∙개념 모델의 구축은 합목  활동을 추구하는 무엇을 (What: P), 어떻게 (How: 

Q), 왜 (Why: R) 라는 공식 (이를 The PQR Formula라고 함)에 의해서 개념 모델을 

구성한다. 이러한 개념모델의 평가를 유효성, 효율성, 효과성의 기 에서 단한다.

∙개념 모델의 PQR 공식

- What (P)―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사단체로서의 사회  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함.

- How (Q)―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  차 확립, 구성원들의 극  참여를 유도함. 

- Why (R)― 단체의 본연의 목 인 사회 기여도를 향상에 기여함.

∙개념 모델의 평가 기  

- 유효성 (Efficacy) ― 조직의 목표인 단체의 비 리  측면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는가?

- 효율성 (Efficiency) ― 시간, 비용에 있어 방법이 얼마나 효율 이었는가? 

- 효과성 (Effectiveness) ― 장기 으로 사회 사 단체로서의 사회  기여도를 높 는가?

개념 모델의 설정: 바람직한 상황 (“Ought to” mode) - 치(協治)와 참여의 확  방안

재 ｢한국의 재발견｣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은 표이사를 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집

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 구조 한 계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따라 다

수의 자원 사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회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구조

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조직의 반 인 운 체제의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체할 운 체제의 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의 해결 방안

으로 연구자는 치의 심의 거버 스 운 체제를 제안했다. 치의 거버 스란 ‘공식  

권  없이도 다양한 행 자들이 자율 으로 호혜 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력하도

록 하는 제도  조종형태’이다.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회  기업의 거버 스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참여성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한 거버

스는 구성원들의 력을 목 으로 하는 일종의 조직 운 체제이다. 이러한 제안은 재 

사회  기업 사업의 참여 문제에 있어 소수의 의견만이 반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 회

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것에 한 해결 방안이다. 향후에는 치의 거버 스 운 체제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조직 구성원 체의 력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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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의 용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서는 시스템의 바람직한 변화를 해서 인과지도에 의한 모

델링을 하 다. 제 1 단계에서 수행한 실 상황의 사회  맥락의 분석에 의하면 재 ｢한

국의 재발견｣의 정체성은 표이사와 이사회의 상이한 규범체계와 사업  가치와 사  

가치가 혼재하는 상황이므로 리성을 추구하는 리기업인지 아니면 사회  목 을 추구

하는 비 리 시민단체인지 불분명하다. 본 논문의 제 II 에서 논의한 사회  기업의 정체

성에 한 이론  설명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  기업으로서 ｢한국의 재발견｣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유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행 와 자원 사활동을 기

반으로 한 사회 교육활동을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행 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한 장기  에서 ｢한국의 재발견｣이 지속가능하려면 문화유산 교육과 지역 사

회의 환경보호와 같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행 도 수행함으로 조

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의 에서 ｢한국의 재발견｣의 략  

방향은 사회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  행 와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과 자원축 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행 를 동시에 추구하되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반 한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림 4). (그림 4)에서 나타낸 

인과지도는 시스템 사고의 에서 ｢한국의 재발견｣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략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4]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한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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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단계: 실 상황과 시스템 사고의 논리에 한 차이 비교 

제3단계에서는 제 1 단계에서 분석한 실 상황과 제 2 단계의 시스템 사고의 논리와의 

차이를 비교를 하여 시스템 사고의 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재 상황에서 표이사와 이사회에 집 되어 있는 권력을 일반회원들

과 문성을 갖춘 자문 원들에게 배분하고 실질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무국 역시 이사

회의 지배를 받는 산하기구와 같은 실에서 벗어나 자율 으로 효율 이고 투명하게 사업

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단계의 ③ 개념 모델의 설정과 ④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

델링에서 논의한 바처럼 ｢한국의 재발견｣은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한 략  방향을 추구

하는 치의 거버 스 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의 재발견｣의 실 상황과 바람직한 

변화 모델 案에 한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재발견｣의 재 상황과 바람직한 변화 모델과의 비교

실상황 바람직한 변화 모델 案

 표 자 표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원회

표기구 이사회 총회

의결방법 이사진 과반의 동의
총회 참석 회원 과반의 동의

( 자투표 방식 참여 합산)

사업추진방식 이사회에서의 검토, 의결
온/오 라인 상의 공청회, 설명회 이후 총회에서 

의결함

정보공개 특별 감사를 통한 청구
온/오 라인 방식을 통해 사업내역  회계를 회

원 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함

권력의 심 표이사 일반회원

이사의 역할 사업 의결, 추진 사업추진 상의 조, 감시

자문 원의 역할 형식  의미의 자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서 실질 인 의미의 

조언을 하고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함

(4) 제4단계: 바람직한 변화에 한 논의

제 4 단계에서 논의된 바람직한 변화에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문

제 상황의 분석 단계에서 자문 원과의 자메일을 통한 질의응답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한국의 재발견｣은 비 리사단법인이며 지도기구인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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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의 계를 감안할 때 치의 거버 스의 달성을 한 조직구조의 개편을 해 표이

사와 이사회에 집 된 권력의 배분은 타당한 방안이긴 하지만 재로선 기존의 이사회의 

구조를 유지한 채 표이사의 권력을 축소하고 이사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이 합리 이다. 둘째, 실제 사활동 장에서 회원들을 리하는 역할을 맡는 궁

궐의 반장, 총무 선생님들의 의견을 직  청취한 결과 회원들의 높은 연령 로 인해 자

투표의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다. 재 다음 카페를 통해 회원들 간

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 조차 제 로 활용하지 못하여 재의 소요 사태에 

해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오 라인에서 직 으로 정보를 공유하

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더 합리 일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문화체험학습이 

 리화되어 가고 있는 실에서 임 으로 장기간 동안 사하고 있는 상근활동가들

에게 비 리사단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이탈을 진하는 것일 뿐이

라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이 지배 이다. 따라서 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  가치를 실

하는 사회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표 2>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변화 案을 토

로 연구자와 학습자는 조직구조의 개편, 정보공개  회계투명성의 강화, 자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권력의 배분과 치에 의한 거버 스의 강화라는 비 리사단법인의 정

체성에 걸 맞는 ‘변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 으나 단체가 규율 받는 법상의 문제와 기존

의 사업 운 방식, 실제로 사업을 운 하는 사람들에 한 배려 문제 등 여러 실 인 문

제들로 인해 당장 이러한 요소들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들이 다수

다. 추후의 피드백 과정들을 통해 우선 으로 도입가능 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실행하고 장

기 인 랜을 세워 ‘변화 모델’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단계 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그러나 결과 으로 이러한 합의된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의 재발견｣의 거

버 스와 련되어 있으며 사회  기업으로서 ｢한국의 재발견｣의 략  선택은 최고경

자를 주축으로 하는 운 진 (board)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 계자들 모두의 

입장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사회  기업육성법의 틀 안에서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다.

(5) 제5단계: 문제해결과 변화를 한 행동

제 3, 4 단계에서 분석하고 논의된 결과 발견된 새로운 문제 상황, 를 들면, 시스템 사

고의 에서 ｢한국의 재발견｣의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연루된 조직 내 문화  

요소 ( 를 들면, 제 1 단계 ‘ 실 상황의 사회  맥락 분석’의 ② 상황 분석의 제 2 단계

에서 분석한 ｢한국의 재발견｣의 표이사, 이사회, 실무자간의 상이한 역할, 규범, 가치 체

계)와 권력  요소 ( 를 들면, 표이사의 ‘독재 ’ 리더십)를 인 시각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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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틀짜기’ (problematization) 할 것인가에 을 두었다 (문제의 틀짜기의 개념은 

Yu, 2005: 10 참조)4). 문제의 틀짜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사고의 논리에 의해서 

조직 내 표이사와 직원들 간의 갈등문제에 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사회  기

업의 운 과 리에 조직 내 권력  요소가 발생하면 향후 원회 심의 거버 스에도 문

제가 발생할 것이다. 한 제 2 단계에서 제시된 인과지도에 의한 략  방향제시와 소

트 시스템 방법론의 용에 의한 문제해결 방안은 단기 인 미 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의한 ｢한국의 재발견｣이 조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략  

방향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조직 내 ‘가치 단 체계’에 의한 조직구성원들 간에 갈등문제

가 근본 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재발견｣의 바람직한 략 인 방향 제시는 실

 가능하지 못한 ‘비 ’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학습자는 시스템 사고의 논리

의 용시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출한 바람직한 ‘바람직한 변화 모델’의 시스템의 경계는 

제도주의 이론에 기 한 거버 스의 형태와 이에 따른 략  방향제시까지도 확 시켜야 

한다고 인식하 다. 따라서 제 2 단계의 시스템 사고의 용시 제시된 원회 심 ( 는 

경  리인 모델)의 거버 스와 략  방향은 향후에 정부의 보조  지원이 단되더라

도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익창출을 한 비즈니스 트 와 제휴하는 략을 검토해

야 할 것이다 (표 3). 

<표 3> ｢한국의 재발견｣의 행 략  방향과 향후 략  방향의 비교

행 향후

략  방향 
사회  목 과 경제  목 을

통합한 략 

∙ 사회  행 와 경제  행 를 통합하되 조

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략 

∙ 트 쉽 략: 수익 창출 비즈니스 트

와 제휴하는 략 

거버 스의 
형태

경  리인 ( 표이사와 이사회로 구

성된 원회) 심의 거버 스

제도주의 이론에 기 한 거버 스

(지역사회의 공헌과 문화  규범을 시함)

4) 문제의 틀짜기는 ‘문제 해결의 장’에서 발생하는 근본 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제 2 차 인 사고

를 하는 메타수 의 학습 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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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국내 사회  기업의 략  방향에 한 ‘시스템 

사고’의 용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시사 , 실무  시사   연구의 한계 이 있다.

1. 이론  시사 : 시스템의 개념  방법론  측면

재까지 사회  기업에 한 국내 연구는 사례 이고 실증  방법에 치 하고 있다 (이

우, 2008: 이 우․권주형, 2009: 이 찬․이승석, 2008: 이용탁, 2008). 본 연구에서는 

Lane과 Oliva (1998)가 개발한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해석  액션 리서치 연구방

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을 ‘해석 ’ (interpretive) 이고 질  연구방법으로 

사용하 다. 특히 ‘시스템 사고’의 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소 트 시스템 방법

론을 합성하여 사용하 다 (Lane and Oliva, 1998). 이러한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사용

하여 국내 사회  기업 ｢한국의 재발견｣을 상으로 문제 상황을 구조화하고, 시스템 사고

의 에서 ｢한국의 재발견｣의 략  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발견된 시스

템 사고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이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는 역동

 일치성의 ‘세계 ’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을 지각하여 ‘문제 상황도’를 작

성하고, ‘문제 상황도’를 바탕으로 상의 근원 인 문제를 찾아내어 정의하고, ‘가치 단 

체계’를 바탕으로 그려낸 ‘개념 모델’을 구체화하여 바람직한 변화 모델을 설정한다. 학습

자는 이러한 변화 모델과 실상황을 비교하여 문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탐구의 과정’ 

(process of inquiry) 자체를 체계화하고 학습한다 (Lane and Oliva, 1998: 230). Jackson 

(2000: 3)은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한 학습 로세스 자체가 시스템 사고라고 정의한다. 

즉 시스템 사고는 “객  세계”를 이해하고 표 하는 인과 구조나 모델이 포함된 역동  

가설 (dynamic hypothesis)을 역동  일치성의 ‘세계 ’으로 발 시키고 이러한 세계 을 

실 세계에 용하는 학습과정 자체라고 본다 (Lane and Oliver, 1998: 226-227). 둘째, 시스

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방법론의 사용 목 에 한 시사 이다. 일반 으로 시스템 다이내

믹스 이론과 방법론의 사용 목 은 시스템의 문제해결에 한 략  포인트를 발견하거나 

장기  정책수립  략  선택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Moizer and Tracy, 2010; 

이성룡, 2011).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방법론은 사회 시스템의 사회  맥락 

(문화  요소와 정치  요소를 포함함)을 해석하고 장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방법론은 해석  사회이론의 

에서 사용되어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다 (Lane, 199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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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시사 :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의 략과 거버 스

국내 사회  기업인 ｢한국의 재발견｣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갖는다. 첫째로, 사회  기업의 경 자가 사회  기업이 본원 인 목 인 공익 인 가

치와 이윤과 자본을 확보하려는 경제  목 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를 실 할 수 있는 

다양한 략 인 방향을 탐색하는 ‘시스템 사고’의 이 요구된다. 둘째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발 시키는 사회  목 을 달성하기 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이 

되려면, 사회  기업의 표가 ‘독재 ’으로 조직을 운 하고 리하기 보다는 민주 이고 

참여 인 의결과정을 통한 거버 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 사회  기업인 ｢한국의 재발견｣을 상으로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학습 로세스를 심으로 ‘해석 인’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사용하여 연구하 다. 

해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성공여부는 사회 시스템  조직의 권력의 불균형 상

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최고 의사결정자 ( 는 정책 입안자)와 장 실무자가 

상호 력하여, 홀론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극 으로 실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Lane and Oliva, 1998: 231; Maani and Cavana, 2007: 195). 본 연구의 결

과는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키기 보다는 연구의 ‘반복가능성’ (repeatability)에 의존하는 해석

 액션리서치의 한계 을 갖고 있다 (Lane and Oliva, 1998; Checkland and Howel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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